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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테스트를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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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톤 로이스(Winston Royce) 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지고, 

 

• 현재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로세스로, 

 

•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각 단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시작되지 않는다… 

http://vsts2010.net/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1/Waterfall_model.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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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수집 

• 분석 

• 설계 및 디자인 

• 계획 수립 

• 구현 

• 단위 테스트 / 통합 테스트 

• 문서화 

• 배포 및 인수인계 

• 유지/보수 

http://vsts2010.net/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1/Waterfall_model.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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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Needs 를 파악 

요구사항에 꽉 맞는 소프트웨어 디자인/계획 

수립 

기능 명세로 요구사항/Needs 명확한 구현 

구현된 기능의 테스트로 결함/버그 제거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운영 ^^ 

http://vsts2010.net/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1/Waterfall_model.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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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요구사항은 완벽할 수 없다 

요구사항이 완벽하지 않으면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없다 

구현 중에 요구사항/디자인이 변하는 것은 

개발 프로세스 위배 

잘못된 디자인과 구현으로 올바른 검증이 

불가능 

이제부터가 진정한 개발 시작!! 

http://vsts2010.net/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1/Waterfall_model.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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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용자도 모르는 자신의 요구사항 

그나마 분석/설계된 어정쩡한 디자인 

어정쩡한 디자인으로 구현하지만, 드디어 본 

모습을 들어내는 고객의 다이나믹한 Needs 

변화하고 진화하는 고객 요구사항 반영 

오류만 안나면 일단 테스트 성공^^; 

불쾌한 소프트웨어로 고객의 피드백 수렴 

버그 수정, 안정화 작업 

http://vsts2010.net/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1/Waterfall_model.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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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분석 

위험 분석 

위험 분석 프로토타입 

요구사항 분석 

설계와 설계 유효성 검증 

구현 

테스팅 

제품 계획 

개발 계획 

테스트 계획 

• 위험을 줄이고 최소화 하기 위해, 

 

•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고, 

 

• 위험 요소를 분석/평가 하여 

 

• 반복하는 개발 프로세스 

http://vsts201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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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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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팅 기법 

http://vsts201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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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레벨 이해 없이 접근하여 테스트 

• 동등 클래스 분할 

• 경계 값 분석 

• 조합 분석 

소스 코드 기반 테스트 

• 블록 테스팅 

• 결정 테스팅 

• 조건 테스팅 

• 기본 경로 테스팅 

• 테스트 설계 시 사용자 관점 -> 블랙박스 접근법 

• 테스트 효율성을 고려한 -> 화이트박스 접근법 

http://vsts201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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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심 단위 테스트 사용자 중심 단위 테스트 

 
•사용자 동작 시 오류 최소화 

•런타임 오류 최소화 

Dummy 

Stub 

Spy 

Fake 

•테스트 복잡도 증가 

•테스트 코드 양의 증가 

BDD + Mock 

•테스트의 정확도 증가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테스트 교육 및 

테스트 전문가/팀 필요 
테스트의 복잡성을 단순화 

•최소한의 런타임 동작을 보장 

•관련 있는 컴포넌트간의 연관된 오류 최소화 

•컴포넌트간에 자연스럽게 결합도 감소 

•데이터의 트랜잭션을 보장 향상 

•데이터의 통일성 보장 향상 

•데이터의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의 부하 증가 

•더미(Dummy) 데이터의 증가 

•테스트 실행 성능 저하 

•테스트를 위하여 추상화된 패턴을 강제화 

•패턴을 통한 리팩토링 양의 증가로 생산성 저하 

http://vsts201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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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테스팅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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